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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e propose an analysis model for simulating the detailed procedure of pore closing in open die forging of shafts. In the 

analysis model, an artificial symmetric plane is used, on which initial pores are located to be traced. The analysis model is 
employed to carry out three-dimensional simulation of pore closing in shaft free forging by both conventional free forging 
press and radial forging machine. With this result, two typical types of free forging equipment for manufacture of shafts 
are compared in detail. It has shown that the radial forging machine is much superior to the conventional open die forging 
press especially in pore closing under high hydrostatic pressure with sound str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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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선박용 엔진 부품이나 풍력발전용 대형 부품은 

자유단조에 의하여 생산되고 있으며, 단강품으로 
분류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최근 20년간의 조선산
업의 눈부신 발전으로 대형 자유단조업의 기반을 
구축하였고, 최근의 풍력발전 부품산업의 호황으
로 도약의 전기를 맞고 있다. 단강품은 자유단조
의 기본요소인 업셋팅과 코깅 공정을 통하여 주
조로 제작된 소재를 반복적으로 타격함으로써 원
하는 형상으로 제조하고 있다.  
자유단조의 목적에는 소재를 절약하는 것도 있

지만, 품질의 개선도 매우 중요한 목적 중의 하나
이다. 일반적으로 대형 인고트 내부, 특히 중심 
부근에 기공과 결함이 존재할 가능성이 크기 때

문이다. 따라서 자유단조 중 기공의 압착이 연구
자들의 주요 관심사가 되어 왔다. 그러나 그 중
요성에 비하면, 연구결과들이 충분하지 못한 것
이 사실이다. 실험적인 방법[1~4]과 해석적 방법
[5~14] 모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Tomlinson과 Stringer[1], Kopp와 Ambaum[2]은 기
공 압착 현상에 관한 실험적 연구를 실시하였다. 
Erman 등[3, 4]은 자유단조공정 중 유동현상의 실
험을 위한 물리적 모델링에 관하여 연구하였으나, 
실용적 관점에서 크기효과 등의 한계점을 노출하
였다. Tanaka 등[5]은 코깅 공정에서 기공 닫힘에 
관한 해석을 실시하였으며, 압착 조건을 제안하였
다. Stahlberg 등[6]은 상계해법을 이용하여 사각형 
기공의 압착에 관한 연구를 실시하였고, 해석결과
를 실험결과와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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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후반에 이르러 유한요소법이 자유단
조공정의 해석에 응용되기 시작하였다[7~14]. Shah 
등[7]은 3차원 유한요소법을 자유단조공정의 시뮬
레이션에 이용하였다. 그러나 적용 초기에는 대부
분 2차원 해석 중심으로 연구되었으며[8, 10~12], 
기공이 긴 파이프 또는 환상으로 간주되었다. 최
근에는 3차원 유한요소법을 이용한 기공 압착에 
관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9, 13, 14]. 그러
나 유한요소법을 이용한 자유단조 중 기공 압착
에 관한 많은 연구들이 실행되었지만, 아직 실물 
크기의 작은 구형상의 기공 압착 과정을 시뮬레
이션한 연구 사례는 찾아 볼 수 없다. 그 원인은 
적절한 해석모델의 개발과 요소망 생성 및 재구
성 기술의 발전이 뒷받침되지 않은 것에 기인한
다. 최근 Lee와 Joun[15]은 지능적 요소망재구성 
기법을 개발하여 단조 시뮬레이터 AFDEX 3D[16]
에 활용하였으며, 업셋팅 중 기공 압착의 과정을 
3차원 단조 시뮬레이터 AFDEX 3D를 이용하여 규
명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대형 축의 제조 목적으로 활용되
고 있는 축의 자유단조 시에 발생하는 기공의 압
착 과정의 해석모델을 제안하고, 이를 이용하여 축
의 자유단조 시 기공 압착 관점에서 일반자유단조 
프레스와 방사형 단조기를 비교한다. 

 
2. 해석모델의 선정 

 
축의 자유단조공정 해석 목적으로 기공을 초기 

소재의 내부에 위치시키는 것은 어려운 작업이 아
니지만, 압착 과정에서 불가피한 요소망 재구성은 
용이하지 않다.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연구의 

투자 효과가 크지 않다. 또한 해석 결과의 정보화 
측면에서도 효과적이지 않다. 따라서 적합한 해석
모델이 요구되며, 그 해석모델은 실 공정에 가까우
면서도 실용성이 있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Fig.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축의 
길이 방향에 수직한 대칭면을 가진 해석모델을 제
안한다. 대칭면에 기공을 적절한 위치에 분포시켜 
이를 추적함으로써 기공의 소멸 과정을 효과적으
로 해석하고 관찰할 수 있다. 
그런데 대칭조건으로부터 문제가 발생한다. 펀치

가 대칭면을 벗어나면 소재가 대칭면 방향으로 유
동하는 문제가 그것이다. 이것은 기공의 관점에서 
볼 때 큰 영향을 미치지만 실제 현상과는 다소 차
이가 나기 때문이다. 그리고 기공의 소멸 과정은 
필연적으로 요소망재구성이 수반된다. 요소망재구
성은 이산화된 형상을 재이산화하는 과정이므로 
인위적인 형상변화를 동반한다. 이것은 기공 소멸 
과정의 시뮬레이션 측면에서는 매우 치명적인 것
이다.  
따라서 전술한 소재 유동을 유도하기 위하여 성
형 해석 중 대칭면은 항상 금형에 접촉해야 한다. 
그리고 최종적인 성형 형상이 대칭면에서 일정 거
리만큼 떨어져 있는 지점에서 인위적으로 경사지
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해석모델에서 축방향으로 

펀치의 치수를 실제보다 크게 하였으며, 성형 단의 
증가와 함께 금형을 대칭면이 위치한 방향으로 이
동시켜 실제 소재와 펀치가 닫는 부위가 점진적으
로 감소하도록 하였다. 소재의 초기 길이는 해석 
결과를 바탕으로 대칭면 주위의 소성유동에 영향
을 받지 않는 최소의 길이로 결정하였다. 

 

Symmetric plane
Diameter of workpiece : 300mm

Diameter of pores : 20mm
Length of workpiece : 200mm

A

B

  

(a) Conventional          (b) Radial 
Fig. 1 Proposed analysis model Fig. 2 Definition of probl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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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ements : 247325 
# Nodes : 44697 # Nodes : 43861

# Elements : 243380 

Symmetric plane

Upper Die 1
Lower Die 1

 
Symmetric plane

# Elements : 252858 
# Nodes : 43638
# Elements : 242248 

Upper Die 1

Lower Die 2

Upper Die 2
Lower Die 1

# Nodes : 45477
 

(a) Conventional (b) Radial 

Fig. 3 Pore disappearance before and after remeshings 

 

Initial

Stage 1 Stage 2
 

(a) Conventional               (b) Radial (c) Conventional              (d) Radial 

Fig. 4 Comparison of pore disappearance



김성현 · 이민철 · 장성민 · 엄재근 · 전만수 

402 /한국소성가공학회지/제19권 제7호, 2010년 

 

3. 적용 예제 

 
Fig. 2는 실제 기공 소멸 과정의 예측에 사용된 소

재 및 금형의 형상을 나타내고 있다. 소재의 길이는 
200mm(대칭 조건 고려 시 400mm)이고, 직경은 
300mm이다. 소재의 유동응력은 19.01.74 εσ &= MPa로 
간주하였다. 기공 소멸 과정에서 온도의 영향은 
고려하지 않았다. 요소 수의 제약으로 일정 이하 
크기의 기공을 표현하는데 어려움이 따르며 결과
의 가시화, 즉 해석모델의 설명 등의 측면에서도 
적절한 크기의 기공이 유리하므로 초기 기공의 
직경을 20mm로 선정하였다. Fig.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심에 하나의 기공을 위치시켰으며, 네 개
의 방향으로 3개씩의 기공을 등간격으로 위치시
켰다. 
한편, 축의 자유단조 시의 기공압착 현상과 같
이 기공의 단면이 타원 또는 원형 형태를 유지하
면서 압착이 일어날 경우, 기공 압착이 물리적으
로 이루어지는 순간까지 추적하는 것은 요소망의 
재구성 기법 등에 관한 연구가 병행되지 않으면 
용이한 일이 아니다. 본 논문이 해석모델의 제시
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므로 기공이 적절한 크
기에 이르면 압착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할 수밖
에 없다. 따라서 해석 중에 기공 상의 임의의 두 
점 사이의 거리의 최대값이 4mm 이하에 이르면 
기공이 닫힌 것으로 가정하였다. 전술한 바와 같
이 이 가정은 요소 수 또는 요소망생성 기술의 
문제이지, 해석모델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아니다.   

AFDEX 3D[16]의 자유단조 해석 모듈을 사용하
여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유한요소 시뮬레이션 
중에 요소의 수를 200000개 내외로 통제하였다. 요
소망재구성으로 인한 상태변수의 순화와 기공 형
상의 변화를 줄이기 위하여 해석 중 요소망재구
성을 최소화시켰다.  
일반자유단조와 방사형 단조공정을 해석하는 
동안 각각 17회와 26회의 요소망재구성이 이루어
졌다. 요소망재구성은 필연적으로 소재의 외곽형
상 변화를 초래하며, 경우에 따라서 부적절한 요
소망재구성으로 신뢰할 수 없는 결과를 얻을 수
도 있다. 따라서 요소망생성 전후의 상황을 점검
할 필요가 있다. 

Fig. 3은 요소망재구성 전후에서 절점의 대칭면 
접촉여부를 나타내고 있다. 방사형 단조의 경우, 
Fig. 3(b)에서 보는 바와 같이 네 개의 기공이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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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Comparison of hydrostatic pressure between 

conventional free forging and radial forg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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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Comparison of effective strain between 

conventional free forging and radial forging 
 

의 동시에 사라졌으며, 이 점은 모든 절점이 대칭
면에 동시에 접촉하는 것으로부터 확인하였다. Fig. 
3(a)의 일반자유단조의 경우, 해석 중에 발생한 공
정의 비대칭성으로 인하여 네 개의 기공 중에서 
좌상부의 기공을 제외한 세 개의 기공이 동시에 
사라졌다. 일반자유단조는 근본적으로 비대칭성에 
노출되어 있으며, 그 결과로 인하여 Fig. 3(a)의 결
과가 예측된 것이다.  

Fig. 4에 시뮬레이션 결과로 획득한 일반자유단
조 프레스(Fig. 4(a), Fig. 4(c))와 방사형 단조기(Fig. 
4(b) , Fig. 4(d))에 의한 기공 소멸 과정을 나타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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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그리고 Fig. 1에 표시된 점 A와 B에서 정수
압의 변화를 Fig. 5에 나타내었고, 유효변형률의 
변화를 Fig. 6에 나타내었다. 
이 두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방사형 단조기

는 조사된 두 위치에서 정수압의 차이가 거의 동
일하며, 그 값이 일반자유단조기보다 2배 정도 크
게 나타나고 있다. 물론 기공 소멸 시점에서의 단
면감소율 관점에서도 방사형 단조기가 유리하다. 
그러나 일반자유단조기의 유효변형률이 동일 단
면감소율의 조건하에서 약 2배 크게 나타나고 있
다. 하지만 일반자유단조기의 경우에는 변형이 상
대적으로 불균일하거나 방향성을 달리하는 변형
이 반복되기 때문에 기공 소멸 과정을 근거로 판
단할 때 기공 압착 등에 미치는 변형률의 효용성
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3차원 유한요소해석 기술을 이
용하여 대형 축 제품의 자유단조공정에서 소재 
내부에 위치한 구형상의 기공이 압착되는 과정을 
시뮬레이션하였다. 해석모델이 제시되었고, 기공 
소멸 관점에서 일반자유단조프레스와 방사형 단
조기의 비교 연구가 이루어졌다. 
방사형 단조는 상대적으로 높은 정수압 상태에

서 성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자유단조에 비하
여 축류 제품의 단조 시에 기공 소멸 관점에서 
우수한 성능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에
서 예제로 선택한 문제의 경우, 방사형 단조는 일
반자유단조에 비하여 정수압은 약 2배인 반면, 최
대변형률은 약 40%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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